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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be in fashion 유행하고 있다 be in fashion

2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3 current a. 현재의, 지금의 current

4 create v. 만들다, 창조하다 create

5 showcase v. ~을 돋보이게 하다 showcase

6 charm n. 매력 charm

7 individuality n. 개성, 특성 individuality

8 personal a. 개인의, 개인적인 personal

9 signature a. 특징적인 n. 특징; 서명 signature

10 experiment v. 실험하다 experiment

11 as for ~에 관해 말하자면 as for

12 go well with ~와 잘 어울리다 go well with

13 avoid v. 피하다 avoid

14 realize v. 깨닫다, 알아차리다 realize 

15 shade n. 색조 shade

16 eventually ad. 마침내, 결국 eventually

17 suit v. 어울리다 suit

18 discover v. 알아내다, 발견하다 discover

19 combine v. 결합하다 combine

20 analogous a. 유사한 analogous

21 complementary a. 상호 보완적인 complementary

22 elegant a. 우아한, 품격 있는 elegant 

23 bold a. 뚜렷한, 두드러진 bold 

24 impression n. 인상 impression 

25 tricky a. (하기) 힘든, 까다로운 tricky 

26 result in (결과적으로) ~을 낳다 result in 

27 clash v. (빛깔이) 안 어울리다 clash

28 uniform n. 교복, 제복 uniform

29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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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asual a. 평상시의, 캐주얼한 casual

31 layer n. 겹, 겹침 layer

32 outfit n. 복장, 옷 outfit

33 frame n. (pl.) 안경테 frame

34 angular a. 각이 진 angular

35 square a. 직각의, 직각을 이루는 square

36 in terms of ~ 면에서, ~에 관하여 in terms of

37 material n. (물건의) 재료 material

38 eyebrow n. 눈썹 eyebrow

39 expressive a. (감정을) 나타내는 expressive

40 hide v. 가리다, 숨기다 hide

41 strict a. 엄한, 엄격한 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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